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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고에서는 양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양자 오류 정정 부호는 디지털 

정보가 아닌 연속적인 값을 갖는 양자 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기법으로 기존의 고전 오류 정정 부호를 적용할 수 없는 양자 

정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안정 부호를 중심으로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구성 및 기존 오류 정정 부호와의 관계를 살

펴본다.

Ⅰ. 서 론

양자 역학이 시작된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더 빠른 정보 처

리를 위해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정보 시스템이 세

계 각 국에서 연구되고 있다. 양자 정보 시스템은 기존 전산 시

스템의 이진 정보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값을 갖는 양자 정보를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이 제시된 이후 1994년 피터 

쇼어는 소인수 분해 과정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고전 역

학에 기반한 컴퓨터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고속의 처리가 가능함

을 보였다. 그 이후 그로버의 데이터 검색 알고리즘은 쇼어의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과 더불어 양자 정보의 병렬 처리 특성을 

이용하여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자 

시스템의 고속 데이터 처리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운 많은 문제들의 해결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수학 문

제에 기초한 기존 보안체계에는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한다. 양

자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보안키가 단시간에 해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잠재력으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앞다투어 양자 정보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양자 알고리즘은 시스템의 연산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류가 없는 양자 시스템을 구성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양자 정보는 저장되어 있

는 순간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부와 상호 작용하여 정보가 

변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 및 연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

이 필요하다. 양자 오류 정정 부호 기법은 양자 시스템에서 사

용되는 오류 정정 부호 기법이다. 이미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되

는 훌륭한 오류 정정 부호가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자 정보는 기존 이진 정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오류 정정 부호를 양자 시스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안정 부

호[1]를 중심으로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구성을 살펴본다.

Ⅱ. 본 론

1. 양자 정보

양자 정보 시스템은 양자 비트(quantum bit), 줄여서 큐비트

(qubit)를 정보의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이는 고전 디지털 정

보 시스템에서 정보의 최소 단위로 비트(bit)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큐비트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 비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이진 정보는 ‘0’과 ‘1’의 두 가지 상태

를 가질 수 있으며, 두 상태 중 하나의 상태로 현재 값이 결정된

다. 반면, 양자 정보는 ‘0’과 ‘1’ 각 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큐비트는 두 가지 상태를 갖는 시스템에서 두 상

태의 중첩된 형태로 표현된다. 간단한 예로 원자의 상태를 큐비

트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자의 스핀 방향이 위로 

향하는 경우를 ‘ ’ 로, 스핀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경우를 ‘ ’ 로 

표시하면, 원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큐비트는 디렉(Dirac)의 표

현 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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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은 벡터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원자를 측정했을 

때 측정 결과 스핀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경우와 아래로 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과 관련된 값이다. 엄밀히 말해 위 식에서 

원자 상태를 측정했을 경우 스핀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값을 얻

을 확률은 이며, 측정 결과 스핀의 방향이 아래로 향할 경우

의 확률은 이다. 따라서 위 식에서 와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큐비트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큐

비트는 벡터 공간의 임의의 벡터로 정의되며 각 상태의 확률과 

관련된 값은 복소수이다. 추가로 이 벡터 공간의 내적을 정의

하면, 큐비트는 수학적으로 내적이 정의된 복소수 벡터 공간, 

즉 힐버트 공간(Hilbert space)에 존재하는 임의의 벡터로 나타

낼 수 있다. 앞의 원자의 예에서 와 는 2차원 힐버트 공간

의 서로 직교인 기저 벡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와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원자의 상태 를 

다시 나타내면

와 같으며, 이 때 와 는 복소수이고, 을 만족한

다.

앞 원자의 예에서 원자의 스핀은 처음 두 방향의 중첩으로 이

루어져 있지만 측정 후 상태는 각 방향의 확률에 따라 위와 아

래의 방향 중 하나의 상태가 되는 것을 언급했다. 이는 양자의 

상태, 또는 큐비트는 측정에 의해 측정 전의 상태와 측정 후의 

상태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측정에 의한 정보의 

붕괴는 양자 정보가 갖는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임의의 

양자 상태 을 벡터 과 벡터 방향으로 측

정할 경우, 측정 후 상태는 각각 와 의 확률로  또는 

이 된다.

양자 정보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얽힘 (Entanglement) 이

다. 얽힘은 고전 정보가 갖지 못하는 양자 정보만의 특징으로 

두 개 이상의 시스템에 걸쳐 있는 큐비트에 대해 한 시스템에서

의 측정 결과가 다른 시스템의 측정 값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두 시스템  위에 있는 임의의 상태 에 대

해 각 각의 시스템 와 시스템 에 있는 상태 와 로 분리

되어 표현될 수 없는 경우, 즉 로 나타낼 수 없는 경

우 를 얽힌 상태라고 한다. 대표적인 얽힌 상태로는 EPR 상

태 또는 Bell 상태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태로 구성되

어 있다.

위의 4가지 상태는 2-큐비트 상태이지만 두 개의1-큐비트 

상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ll 상태에서 앞 

큐비트 상태의 측정은 언제나 뒤에 있는 큐비트의 상태를 결정

하게 된다. 첫 번째 Bell 상태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 큐비트의 

측정 값이 ‘0’일 경우 뒤에 있는 큐비트는 측정하지 않아도 그 

측정 값이 ‘0’으로 결정되며, 앞 큐비트의 측정 값이 ‘1’일 경우 

뒤 큐비트는 ‘1’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닫힌 계에서 양자 상태에 대한 연산자의 입력과 출력의 크기

는 언제나 같아야 한다. 고전 정보의 경우 두 정보의 입력이 하

나의 결과를 출력하거나 하나의 입력이 두 개의 정보로 출력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AND 연산자는 두 입력 값을 비교하여 하

나의 값을 출력한다), 양자 연산은 언제나 입력과 출력의 크기

가 동일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닫혀 있는 계에서 양자 상태의 

변화는 유니터리 연산자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양자 정보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양자 정보는 복

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임의의 양자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유니터리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양자 오류 정정 부호

여러 양자 알고리즘은 연산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 연산 과정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양자 채널을 이용한 통신에서도 채널에 

의한 오류는 언제나 발생하며, 심지어 양자 정보는 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 순간에도 외부 환경과 반응하여 변형될 수 있다. 따

라서 양자 정보 처리 및 통신에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오류로

부터 양자 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에는 이미 다양한 오류 정정 기법이 존재한다. 하

지만 이런 기존의 오류 정정 기법은 직접적으로 양자 시스템에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고전 오류와는 다르게 양자 정보에

서 발생하는 오류는 연속적인 값을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

서 살펴본 것처럼, 큐비트는 복사가 불가능하며 측정에 의해 정

보가 붕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 시스템에 적

용할 수 있는 고유한 오류 정정 부호 기법이 필요하다. 

Shor 부호

양자 오류 정정 부호는 양자 연산자 또는 양자 채널에서 발생

하는 오류로부터 양자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최초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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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정정 부호는 1992년 Peter Shor에 의해 소개되었다 [4]. 

Shor는 자신의 논문에서9-큐비트를 이용하여 Pauli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일 오류로부터 1-큐비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Pauli 채널은 채널에서 발생하는 오류 

연산자가 Pauli 연산자로 정의된 오류 채널로 1-큐비트 시스템

에 대한 Pauli 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각 연산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X연산자는 각 기저에 대해 

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며, 고전 비트 플립 연산자와 유사한 결

과를 보여준다. Z 연산자는 기저 사이의 페이즈에 영향을 주는 

연산자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연산자는 X 연산자와 Z 연산자가 연속적으로 수행된 것과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 Shor 부호는 각 오류에 대한 단계적

인 오류 수정 과정을 통해 연속적인 오류로부터 정보를 보호하

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Shor 부호의 구조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Shor 부호의 구조를 살펴보면 비트 플

립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연산자와 페이즈 플립을 수정할 수 

있는 연산자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와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

호를 통해 Shor 부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단일 X 오류

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이다. 3-큐

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구조는 기존 오류 정정 부호 중 반복 부

호와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는 

1개의 1-큐비트 정보를 3-큐비트 구성된 공간으로 부호화 하

며, 부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임의의 1-큐비트 는 부호화 과정을 

통해 가 된다. 3-큐비트 비트 플립 코드

에 의해 부호화된 코드워드는 단일  오류 채널을 통해 수신

자에게 전송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아래

의 4가지 경우 중 하나의 상태로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이 때, 은 채널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

며, , , 은 각각 1번 째, 2번 째, 3번 째 큐비트에서 

X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복호 과정은 Projection 연산자

를 통해 수행된다. 오류 채널을 통해 전송된 코드워드는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서로 직교인 부분 공간 (subspace)에 존재

하는 벡터가 된다. 따라서, 전송된 정보를 서로 직교인 부분 공

간으로 투영함으로써 오류의 유무 및 발생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실제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Projection 연산자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각 연산자는 코드워드를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해당하

는 공간으로 투영하는 연산을 수행한다.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또 다른 복호 기법은 각 큐비트를 

비교하여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코드워드의 각 큐비트는 서로 같은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코드워드의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는 ‘ ’과 ‘

’로 서로 동일한 값을 갖는다. 만일 첫 번째 큐비트에 X 오류가 

그림 1.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부호화 서킷

그림 2.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의 부호화 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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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는 각 각 ‘ ’과 ‘

’로 변경되고, 이 때 각 위치의 상태는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된

다. 따라서, 각 위치의 큐비트가 동일한 상태인지 비교함으로써 

오류의 발생 유무 및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와 는 

코드워드의 각 큐비트를 비교하는 연산자이다. 는 첫 번째 

큐비트와 두 번째 큐비트를 비교하며 는 두 번째 큐비트와 

세 번째 큐비트를 비교한다. 두 측정 연산자에 의한 연산의 결

과는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다르며 연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두 연산자의 수행 결과는 서로 다

른 패턴을 취하게 되며, 이는 고전 선형 오류 정정 부호의 신드

롬 패턴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연산자에 의

한 신드롬 패턴을 통해 코드워드에 발생한 오류의 유무 및 위치

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신드롬에 해당하는 오류의 역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정보를 복원하게 된다.

(2)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단일  오

류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 기법이다. 3-

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의 구성은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와 

유사하다.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의 코드워드는 와 

로 구성되는 공간에 존재하며, 이 때 와 는 각 각 

다음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임의의 1-큐비트 상태는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

에 의해 로 부호화 된다.  상태와 

 상태는  연산자에 의해 서로 플립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이는 과 이  연산자에 의해 서로 플립 되는 것과 유

사하다.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의 경우 복호 연산은 

와 에 의해 수행되며, 두 연산자는 채널에서 발생한 오류

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신드롬 패턴을 보여준다.

Shor 부호의 부호화 과정은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의 부

호화 과정을 수행한 후 각 큐비트에 대해 3-큐비트 비트 플립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수행된다. Shor 부호의 복호 과정은 채널

에서 발생한 비트 플립 오류와 페이즈 플립 오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각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전체 오류를 수정한다. Shor 

부호의 복호에 사용되는 측정 연산자는 총 8개의 연산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8개의 측정 연산자 중 , , , , ,  는 X 오류의 발

생 유무와 위치에 대한 신드롬 패턴을, , 은 Z 오류에 의한 

신드롬 패턴을 보여준다.

Degenerate 부호

Shor 부호에서 첫 번째 큐비트에 발생하는  오류와 두 번

째 큐비트에 서 발생하는  오류는 동일한 신드롬 패턴을 갖

는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큐비트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모두 동일한 복호 연산에 의해 오류를 정정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신드롬 패턴의 중복은 4, 5, 6 큐비트, 그리

고 7, 8, 9 큐비트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오류에 대해 동일한 복호 연산을 통해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특징을 degeneracy라고 하며, 이러한 특성을 갖는 부호

를 degenerate 부호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Shor 부

호는 degeneracy 특성을 가지고 있는 degenerate 부호이다. 

Degenerate 부호는 기존 오류 정정 부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만의 특징으로 서로 다른 오류에 대해 동일

한 신드롬 패턴을 갖는 부호를 말한다. Degeneracy에 의해 양

자 오류 정정 부호는 신드롬 패턴의 개수 이상의 오류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이는 오류 정정 부호의 성능 향상을 의미한다. 하

지만 이런 degenerate 특성 때문에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성

능은 쉽게 분석될 수 없다.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성능 분석은 

많은 경우 고전 오류 정정 부호의 분석 기법을 차용하여 수행된

다. 따라서 고전 오류 정정 부호에 존재하지 않는 degenerate 

그림 3. Shor 부호의 부호화 서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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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고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양자 오류 정정 부호 분석의 

한계를 의미한다.

안정 부호 (Stabilizer code)

안정 부호는 대표적인 양자 오류 정정 부호로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오류 정정 부호이다. 그룹 이론(Group the-

ory)을 바탕으로 형성된 안정 부호는 기존 선형 오류 정정 부호

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양자 오류 정정 부호가 

안정 부호의 범주에 속한다. 앞에서 살펴본 3-큐비트 비트 플

립 부호, 3-큐비트 페이즈 플립 부호, Shor 부호 또한 안정 부

호에 속하는 오류 정정 부호이다.

안정 부호는 안정 연산자(stabilizer)로 정의된다. 안정 부호

의 코드워드는 고유값(eigenvalue) ‘+1’을 갖는 안정 연산자의 

공통 고유벡터(eigenvector) 이다. 따라서, 안정 부호의 안정 

연산자 그룹을 라고 하면 안정 연산자와 코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이 때, 이다. 코드워드가 ‘+1’ 고유값을 갖는 안정 연

산자의 고유벡터 이기 때문에 코드워드는 안정 연산자의 연산

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 앞의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예

에서 코드워드 는 신드롬 측정 연산자 

와 에 의해 안정된 (stabilized) 된 상태이다.

는 고유값 (eigenvalue)‘+1’을 갖는, 측정 연산자 와 

의 고유벡터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는 와 로 구성되는 안정 연산자 그룹을 갖

는 안정 부호이다.

안정 연산자 그룹은 그룹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연산자

로 표시되며, 이러한 최소한의 연산자를 안정 연산자 생성자 

(Stabilizer generator) 라고 한다. 생성자를 이용해 안정 연산

자 그룹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안정 연산자 그룹의 모든 원소는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자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를 의미한다. 연산자 사이의 교환법

칙 성립은 안정 연산자와 오류를 구별하며, 안정 연산자와 오류 

연산자 사이의 교환법칙 결과는 신드롬 패턴으로 사용된다.

논리 연산자 , 는 코드워드에 대해  또는 연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산자이다. 코드워드는 코드워드 공간의 기

준 벡터로부터 을 이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k-큐비트를 복

호화 할 경우 논리 연산자는 각 각 k개의 연산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3-큐비트 비트 플립 부호의 경우 정보 큐

비트 에 대한 논리 연산자는 와  이다. 정

보 큐비트가 코드워드로 부호화 된 후 코드워드에 대해 정보 큐

비트의 논리 연산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연산자는 다음과 

같다.

코드워드를 구성하는 기저 벡터는 코드워드 공간의 기준 벡터 

와 논리 연산자 를 이용하여 전개된다.

연산자 은 코드워드에 대해  연산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

한다.

안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통해 안정 부호의 Normalizer

를 정의할 수 있다. Normalizer는 연산자의 그룹으로 모든 안

정 연산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자의 집합이다. 논리 

연산자는 모든 안정 연산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Normalizer는 안정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정 부호에 의한 채널의 오류는 크게 3 종류로 구분될 수 있

다. 첫 번째로는 안정 부호에 의해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한 오류

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오류 연산자는 생성자 중 임의의 연산

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결과로 신드롬 패턴을 형

성한다. 따라서, 생성된 신드롬 패턴을 이용해 오류를 정정하

게 된다. 두 번째 오류 그룹은 검출은 가능하지만 정정은 불가

능한 오류이다. 이러한 오류는 일부의 생성자와 교환법칙이 성

립하지 않고 신드롬 패턴을 형성하지만 안정 부호의 오류 수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 그룹은 안정 부호의 

모든 안정 연산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오류로써 오류가 발

생한 경우에도 오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normalizer는 안정 연산자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자 그룹

으로 normalizer의 모든 연산자가 세 번째 오류에 속하게 된다. 

Normalizer는 안정 연산자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 

연산자는 코드워드를 변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류로 볼 수 없

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 부호의 오류 정정 능력을 살펴보면, 안

정 부호의 minimum distance 는 에 속하는 원소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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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작은 weight로 정의 된다.

안정 부호는 기존 선형 블록 부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존 선형 블록 부호로부터 안

정 부호를 생성할 수 있다. CSS 부호는[5] 안정 부호로 해석

할 수 있는 양자 오류 정정 부호로써 두 선형 블록 부호 과 

가  조건을 만족하며, 와 의 오류 정정 능력이 같

을 경우 두 선형 블록 부호로부터 CSS 부호를 구성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 때, 는 의 듀얼을 의미한다. 특히, Steane

은 이고 인 선형 오류 정정 부호를 이용하여 1개

의 오류를 정정 할 수 있는 7-큐비트 안정 부호를 구성하였다

[6,7]. 

선형 블록 부호와 양자 오류 정정 부호의 관계는 양자 연산자

의 바이너리 표현을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임의의 Pauli 

연산자는 이진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연산자의 경우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

여 임의의 Pauli 연산자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이 때, 와 는 이진 벡터를 나타낸다. 안정 부호의 생성자를 

이진 벡터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이진 행렬이 되며 이를 체크 행

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때 각 행은 생성자 연산자에 해당하

는 이진 벡터가 된다. 안정 부호의 체크 행렬은 심플레틱 내적

(symplectic inner product)에 대해서 ‘0’을 만족한다. 이 때, 

심플레틱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심플레틱 내적의 결과가 ‘0’이 된다는 것은 각 행을 구성하는 

연산자 사이의 관계가 서로 교환법칙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심플레틱 내적의 값이 ‘0’이 되는 이진 행렬을 구성함으로

써 안정 부호의 생성자를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안정 부호

의 안정 연산자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심플레틱 내적이 ‘0’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안정 부호의 체크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이다.

이 때, 는 선형 블록 부호 의 패리티 체크 행렬을, 는 

의 듀얼인 의 생성 행렬을 의미한다. 듀얼 부호의 경우 생성 

행렬이 원 부호의 패리티 체크 행렬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

으로 위 체크 행렬은 심플레틱 내적이 ‘0’이 된다. 이와 같은 선

형 블록 부호의 듀얼 특성을 이용하여 안정 부호는 기존 선형 

블록 부호로부터 양자 오류 정정 부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Ⅲ. 결 론

양자 정보 시스템은 고전 정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다. 고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많

은 일이 양자 시스템으로는 가능하다. 양자 시스템의 가능성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새로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양자 정보 시스템은 아직 기초적인 연구단계에 있다. 

물리적인 구현에서 이론적인 내용까지 아직은 많은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양자 정보는 저장에서 전송까지 외부의 영향으로

부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처리를 위해 양자 오

류 정정 부호는 양자 시스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논

문에서는 양자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고 양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양자 오류 정정 부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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